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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와 관련한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을 기초로 하여, 관련 쟁점들(특히

조세조약을 중심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외국단체의 분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유한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얻은 소득이 단체 자체에 귀속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즉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

게 “(외국)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그

외국단체가)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단체의

법인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견해는 외국단체

를 분류하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에 의할 때, 동일한 단체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과

세함으로 인하여 ‘과세의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조세조약

의 회피’, 또는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최근 ‘혼성비대칭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과세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외국단체 분류에 관한 현재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

지, 만일 그렇다면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는 무엇

인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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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이 그 조세조약

의 당사국 중 어느 하나에 원천을 둔 것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소득이

‘거주지국’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위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한다. 그런데, ‘귀속’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세조약을 적용함

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후,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은 유한 파트너십에 고유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유한 파트

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 파트너

십의 투자자를 알기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할지라도, 조세조약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한 파트너십이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할 것이

고, 여기서 거주자의 의미는 전 세계 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해

석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

은 유한 파트너십은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런데, 대법원은 한 · 미 조세조약과 한 · 독 조세조약이 거주자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트너십의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그 거주지국의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는 조세조약의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구체적으

로 논의하였다. 우선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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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OECD는 두 나라 혹은 세 나

라에서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단체에 대해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납세지국의 과세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필연성

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외국 유한 파

트너십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을

쟁점 별로 살펴보고, 각 판결의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OECD의 기본

원칙에 따를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일 조세조약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한 파트너십 자체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고

있으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파트너가 거주자로서 그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거주

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바, 유한 파트

너십의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들을 기다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OECD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외국 유한 파트너십, OECD 모델조약, 조세조약, 단체분류,

거주자, BEPS 프로젝트

학 번 : 2013-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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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자본 자유화 이후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국제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라 해

외직접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자본 역

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 그런데, 위와 같은 국제적인 자본이

동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G7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자본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발생한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유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투자와 자금조달

및 국내의 세수확보 등에 미칠 수 있는 왜곡의 심각성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하였다.2)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투자자본이 먼저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지

역에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3)을 설립한 다음, 이 유한 파

1) 199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

기업 주식 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

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2004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누계로 1천 억불 돌파하였고, 201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190.0억불, 도착 115.2억불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 실적 달성

하였다(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 최종방문 : 2015. 7. 24.).

2)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국조세 연

구원, 2000, p.7

3) 미국법상 ‘limited partnership’은 한 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와 다수의 유

한 책임파트너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원래의 투자액과 추가출자금을 초과해

서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직접 손익을 보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황인경, “인적회사의 과세방안”, 「조세법연구」제

11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5, pp. 120-121) 한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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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그러한 조세조

약을 이용할 목적으로 ‘도관(conduit)회사’4)를 설립하게 한 후, 그 도관회

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에서 벗어나고, 실제로는 유한 파트너십이 설립된, 낮은 세율로 과

세되는 나라에서도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과세 당국은 종종 다음과 같이 대처하였다. 즉 투자행

위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은 자는 도관회사가 아닌 외국의 유한 파트너

십이므로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한 파트너십에게 과세권을 행사하였

다. 하지만 외국 유한 파트너십들은 우리나라 과세 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최근 일련

의 판결들을 기초로 하여 판결 당시 문제되었던 국제조세상의 쟁점들을

국법상 ‘limited partnership’이 얻은 소득은 선택에 따라 ‘limited partnership’

자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그 파트너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단체(entity)’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단체

의 구성원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과 유한책

임을 부담하는 구성원이 섞여 있는 성질을 공유하는 ‘단체(entity)’를 ‘유한

파트너십’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파트

너’, ‘구성원’ 또는 ‘출자자’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뒤에서 보는 대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지칭하는 단체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

고, 특히 독일법의 ‘GmbH & Co.KG’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

서는 ‘유한 파트너십’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도록 한다.

4) ‘도관회사’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글에서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간

매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

구」제1집, 한국세법학회, 1995, p. 7,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의 해석 :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

제25호, 2013, p. 105 각주 9], 본 연구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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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그 중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되 특히 OECD의 접근방법5)과 비교하여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외자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 2 절 논의의 순서

본 연구의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제2장에서는 유한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

를 우리나라 세법에서 어떻게 분류할지, 곧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단

체로 볼 것인지 또는 직접 소득을 귀속시켜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다. 우선 제1절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제2절에서

‘외국단체 분류’6)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살펴본 후, 미국, 독일, 일본, 영

국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본다.7) 또한, OECD 모델조약8)이나 그

5) OECD,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1999), 이하에서는 ‘파트너십 보고서’라 지칭하겠다.

6) ‘단체(entity)’란 ‘corporation’과 각종 ‘파트너십(partnership)’을 포함한 개인들

이 만든 일종의 ‘business vehicle’(Jesper Barenfeld, Taxation of Cross-

Border Partnerships, IBFD, 2005, p. 103)을 의미하는데, 이하에서는 이 ‘단

체’가 얻은 소득이 ‘단체’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단체를 만든 개인들에게 귀

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외국단체 분류’의 문제로 보기로 한다.

7) 미국에서는 외국단체를 분류함에 있어 ‘check-the-box rule’이라는 독특한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제4장에서 살펴볼 판

결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검토를 할 실익이 있다. 나아가, 일

본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비슷하므로 일본에서는 외국단체를 어떻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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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에 외국단체의 분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고, 제3절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해 본다.

제3장에서는 유한 파트너십에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

여 논의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주장하

는 자가 소득의 귀속자여야 하고, 조세조약 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절에서 쟁점을 정리한 후, 제2절에서 조세조약에

국내법상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다.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국내법이 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실

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항),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

이 적용되는 것이 흔히 이른바 ‘조세조약 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

하여 조약 남용의 문제를 함께 살펴본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의2와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본 후, 위 규정 시행 전의 사안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

의를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조세조약 적용의 첫 번째 요건인 소득 귀속

과 관련하여 유한 파트너십에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제4절에서는 조세조약 적용의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의미

및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

토해 본다.

제4장에서는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구체적 적용 가능성과

방법을 논한다. 제1절에서 쟁점을 정리한 후, 제2절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이하에서는

‘OECD 모델조약’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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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과 관련한 OECD의 기본원칙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본다. 제

3절에서는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고,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OECD 입장에 따를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일 조세조약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각 장의 논의를 요약한 후 본 연구의 의미를 도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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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법상 단체의 분류

제 1 절 서설

본 장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9)에 대해 논의한다.

‘단체’의 분류는 ‘소득의 종류(type of income)’와 ‘부과되는 세금의 종

류(type of tax)’에 영향을 미친다.10)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은 법인세 납

부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단체에 법인세를 부과할 것인지

를 먼저 정하여야 한다.11) 즉, 우리나라에서 원천소득을 얻은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가 문제될 경우 유한 파트너십을 법인세법 제1조

제3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한 파트너십 자체를 법인세 납세의

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한 파트너십을 이른바 ‘투명한 단체

(transparent entity)’12)로 보고 유한 파트너십의 구성원인 파트너들이 법

9) 윤지현,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의 조화 가능성의 검

토”, 「조세학술논집」제30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p. 244

10) Jesper Barenfeld, 앞의 책, p. 105

11) 이재호, “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

구」제18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편, 2012, p. 219

12) 단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단체에 그 소득을 ‘귀속’시키거나, 그 소득

을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직접 ‘귀속’시켜 과세하는 방식으로 해결

되고 있는데, 후자는 일반적으로 ‘도관과세’, 또는 ‘투시과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보통 그 단체를 ‘도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에서는 ‘투명하다(transparent)’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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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 혹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

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13) ‘법인’이라는 말에는

아무런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14) 그러다 보니 외국의 어떠한 단체를 ‘법

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외국 단체의 사

법적 성질을 감안하여 정하자는 생각과 해당국가의 세법상 취급에 따라

정하자는 생각을 비롯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15)

본 장에서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만을 부담하는 외국단체의 경우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국단체의 분

류방법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본다.16) 그 다음 이러한 분류방법에 의

할 때 유한 파트너십을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외국단체의 분류방법

1. 문제의 소재

[윤지현(각주 9), pp. 249-250]. 이하에서는 전자의 경우에 ‘법인과세’, 후자

의 경우에 ‘투시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13) 법인세법 제1조 제3호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p. 679

15)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제29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p. 69

16) 김석환, 앞의 글,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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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미국 델라웨어 주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및 버뮤다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시17)하는 등,18) 외국단체의 분류에 있어 일관

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절에서는 외국단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고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외국단체의 분류방법에 대한 견해의 대립

가. 외국 단체의 사법적(私法的) 성질 기준

외국 단체를 분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살펴

그 성질이 우리나라 민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시 외국 단체가 설립된 준거법을 파악하여 그 나라 법에 우

리나라 민사법의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다시 그

외국 단체가 그 개념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19)과 외국 단체

의 사법적인 성격을 파악한 후 그 단체가 우리나라 법의 어느 단체와 가

장 가까운지 여부를 따지는 방법20)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방법은 외국 단체가 설립된 준거법에서, 우리나라 민사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단체의 성질을 결정

한다는 것이다.21) 그러나 이 방법은 외국법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

1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및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

두19393 판결

18) 김석환, 앞의 글, p. 66

19) 이창희, “파트너쉽과 국제조세”, 「조세학술논문집」, 제21집 제1호, 한국국

제조세협회, 2005, p. 286

20)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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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2) 다시 말해서

우선 우리나라 민사법의 ‘법인격’에 정확히 해당하는 개념이 외국의 민사

법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설사 그에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민사법의 ‘법인격’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가 아

닐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한 경우에 그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

히 ‘법인’ 또는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영미법

계 국가나 지역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23)

후자의 방법은 외국 단체의 사법적인 성격을 파악한 후 그 단체가 우

리나라 법의 어느 단체와 가장 가까운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미국의 ‘general partnership’은 우리 법의 조합에 해당하고, 독일법의

‘Offene Handelsgesellschaft’나 ‘Kommandit gesellschaft’는 우리 법의 합

명회사나 합자회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24)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단체와 외국 단체의 실질에 따라 통일적인 과세가 가능하고, 단체와 관

련한 외국의 입법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체분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5)

그러나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가진다. 우선 외국의 단체가 우

리나라 법상 어느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답을 내리기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파악한다는 것도 어렵고, 어

느 외국 단체가 우리나라 법에서 정하는 둘 이상의 단체들이 가지는 속

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 이은미, “외국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1호, 2007,

p. 129

22) 이창희, 앞의 글, p.286

23) 이창희(각주 20), p. 59

24) 이창희, 앞의 글, p. 287

25) 김석환, 앞의 글,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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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법상 취급 기준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외국 단체가 그 나

라에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법인

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시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외국 단체의 입장

에서 볼 때 외국 단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과세 방법이

결정되고, 법인과세와 소득과세의 판단기준이 비교적 단순하여 외국기업

의 국내투자 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적 안정성이 도모될 수 있다.26)

또한, OECD 모델조약은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시 파트너십

설립지국에서 파트너십 자체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는바, 단체를 분류함에 있어 단체설립지의 세법상의 취급

을 고려하는 위 견해는 조세조약 적용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조

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적용상의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7)

그러나 이 방법은 사법적 성질이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본국에서의 세

법상 취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 상 취급이 달라져 과세 상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8) 즉, 어떠한 단체의 사법적 성

질이 동일 혹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설립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다. 해당 단체 선택 기준

세 번째 방법은 이하에서 살펴볼 미국의 방식과 같이 외국의 단체가

26) 김석환, 앞의 글, p. 72

27) 김석환, 앞의 글, p. 72

28) 김석환, 앞의 글,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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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

체조직 여부에 대해 세법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조세의 중립성29)을 제

고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30) 하지

만, 이 방법은 동일한 단체가 각 국에서 다르게 과세될 수 있어 이를 악

용한 ‘조세회피행위(tax avoidance behaviour)’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이

에 대한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provision)’들이 제정될 경우

그 결과 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31)

라. 하나의 방법으로 강제

마지막 방법은 모든 외국 단체를 ‘법인세과세’ 혹은 ‘투시과세’ 중 하

나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역시 과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

아지고, 조세중립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외국 단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단체의 사법적 성질이 동일 혹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의

설립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외국 단체와 국내단체의 국내법상 취급을 달리

함에 따라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원칙32)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

29) 조세중립성이란, 조세의 부과가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이창희(각주 14), p.33], 외국의 단체가 법인과세를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단체를 설립

하여 행할지 여부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단체를 설립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조세부과 때문에 왜곡될 위험이 최소화된다고 할 것이다.

30) 김석환, 앞의 글, p. 73

31) Jesper Barenfeld, 앞의 책, pp. 122-123.

32)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은 정부조치의 하나인 과세조치가 국적을 이유로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오윤, 국제조세법론, 한국

학술정보, 2011, pp. 706-707). OECD 모델조약 제24조는 차별금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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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33)

3. 비교법적 고찰

가. 미국의 경우

종래 미국은 외국 단체의 분류방법에 대한 견해 중 외국 단체의 사법

적 성질 기준을 이용하여 그 단체가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34) 즉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은 형식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법적 형태의 기초가 되

는 계약관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단체분류를 해보고자 하였

으나, 결국 실질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을 포기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법

인취급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1996년에 도입된

‘Check-the-Box Regulation’이다.35)

미국의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Chusik Hoesa), 일본의 주식회사(Kabushiki kaisha) 등과 같은 일정한

외국의 사업단체(business entities)를 자동적으로 회사(corporation)로 취

급하고 있고[이를 ‘당연회사(per se corporation)’라고 한다],36) 이렇게 당

하고 있다.

33) 김석환, 앞의 글, p. 74

34) 김석환, 앞의 글, p. 78

35) 이은미, 앞의 글, p. 131

36) Treasury Regulation §301.7701-2(b)(8) Certain foreign entities—-(i)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b)(8)(ii) and (d)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business entities formed in the following

jurisdictions:

Japan, Kabushiki Kaisha

Republic of Korea, Chusik Ho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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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사로 취급되지 않는 단체(‘eligible entity’라 한다)는 연방세법 목적

상 회사로 취급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37) 만일 외국의 당

연회사로 취급되지 않는 단체(eligible entity)가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

지 않으면, 파트너십, ‘법인격이 없는 사단(association)’, 또는 ‘세법 적용

에서 그 존재가 무시되는 단체(disregarded entity)’ 중 하나로 강제분류

된다.38)

나. 영국의 경우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볼 예정인 대법원 판결들 중 영국에 설립된 유

한 파트너십이 문제된 사안이 있는바,39) 영국에서는 외국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은 외국 단체의 분류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앞

에서 살펴본 외국 단체의 분류방법에 대한 견해 중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 기준을 사용하여 국내단체의 사법상 성질과 외국 단체를 비교하여

외국 단체를 분류하고 있다.40) 한편, 영국의 과세관청(HM Revenue &

37) 김석환, 앞의 글, pp. 78-79

38) 김석환, 앞의 글, p. 79

Treasury Regulation §301.7701-3(b)(2)

Foreign eligible entities—-(i) In general.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3) of this section, unless the entity elects otherwise, a

foreign eligible entity is—-

(A) A partnership if it has two or more members and at least one

member does not have limited liability;

(B) An association if all members have limited liability; or

(C) Disregarded as an entity separate from its owner if it has a single

owner that does not have limited liability

39)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판결(소위 ‘라살레 판결’)

40) 김석환, 앞의 글,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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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은 INTM180030에서 외국 단체 분류를 위한 리스트를 제공한

다.41) 이에 의할 때, 미국의 Uniform Partnership Act에 따라 설립된 파

트너십은 투시과세되고,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한

파트너십은 Uniform Limited Partnership Act에 따라 설립된 경우, 투시

과세 됨을 알 수 있다.

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역시 외국 단체의 분류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

나, 조세법원과 과세관청이 앞에서 살펴본 외국 단체의 분류방법에 대한

견해 중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 기준을 이용하여 국내 단체의 사법상

성질과 외국 단체를 비교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42) 한편, 독일 과세

관청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성격이 혼합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외국

단체에 대해서는 독일의 단체와 중요한 외국 단체를 비교하는 목록을 제

공하여 외국 투자가들이 독일세법상 외국 단체의 지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3) 이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유

한 파트너십은 독일법의 ‘Kommandit gesellschaft’에 해당하고,44) 독일

세법은 ‘Kommandit gesellschaft’에 대하여 ‘투시과세’를 하므로, 결국 독

일에서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은 ‘투시과세’ 됨을 알 수 있다.

41) INTM 180030 - Foreign entity classification for UK tax purposes: List

of Classifications of Foreign Entities for UK tax purposes http://www.

hmrc.gov.uk/manuals/intmanual/intm180030.htm, 최종방문 : 2015. 7. 24.)

42) 이은미, 앞의 글, p. 132

43) 이은미, 앞의 글, pp. 132 - 133

44) BMF Schreiben vom 24.12.1999 IV B 4-S1300-111/99 (BStBl. I S. 1076),

Tabelle 1 : Rechtsformen internationaler Unterne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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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2조 제6호(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지는 법인”

으로, 동조 제7호(법인세법 제2조 제4호)에서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세법상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

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45)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외국의 단체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 법원은 앞에서 살펴본 외국 단체의 분류방식 중 외국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 단체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나, 유한 파트너십을 일본법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46)과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47)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상급심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일본이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분류

하고 있는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마다 단체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법상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므로 단체분류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

만, 외국 단체의 분류가 선행되어야만 소득의 과세가 가능하므로 분류를

위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48) 이하에서는 단체의 분류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OECD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법

45) 김석환, 앞의 글, p. 79

46) 大阪地裁, 平成 22年(2010년) 12月 17日선고

47) 東京地裁, 平成 23年(2011년) 7月 19日선고

48) 이은미, 앞의 글, p.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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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외국 단체를 분류함에 있어 어떠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다.

4. OECD 모델조약의 규정과 그 주석서의 내용

OECD는 외국 단체의 분류기준(classification rule)이 각국의 세법 해

석상의 문제이므로 각국의 입법 및 사법작용을 통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외국 단체의 분류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49) 다만, 각국이 서로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한 결

과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서로 상이한 분류기준이 적용되어 하나의

단체가 양국에서 과세 상 서로 달리 취급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

는 이중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조세조약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ECD가 제시하는 원칙

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50) 이는 단체분류 그 자

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세조약의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외국단체의 분류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51)

49) 김석환, 앞의 글, p. 77

50) 김석환, 앞의 글, p. 77

51) 아래에서 설명할 판결들 외에 다른 판결들도 제법 있으나 비슷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따로 소개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 언급하는 판결들

은 이후 4장에서 자세히 검토해볼 예정인바, 여기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외

국단체를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어떠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와 관련

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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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견해

본 장 제1절 서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외국단체를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① (외국)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② (그 외국)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③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의 단체가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2. 대법원 견해에 대한 분석

대법원의 견해는, 외국의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준거법과 그 단체의

실질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외국단체의

분류방법 중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 기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준거법과 그 단체

의 실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 단체가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외국의 단체가 ‘개인’과 구별되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준거법과 그

단체의 실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인격’ 유무 또는 ‘우리나라 법

52)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위 판결들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판결들 이외에도 대법원은 동일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동일 또는 유

사한 법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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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사한 단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 기

준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외국 단체의 분류는 단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단체와 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에게 귀속 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법상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미 비교법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외국의 단체를 분류하고 있는바,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 단

체를 분류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OECD는 외국 단체

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그 단체를 어

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외국

단체의 분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견지하면,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

서 그 분류방식이 상이함에 따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조

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OECD가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동일

한 단체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과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과세’가 조세회피 또는 조세조약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

법원이 외국 단체의 분류에 관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소결

우리 세법은 단체를 법인과 법인이 아닌 단체로 분류하여 취급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을 단체와 구성원 중 누

구에게 귀속시킬지를 정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단체 분

류’의 문제는 곧 소득 ‘귀속’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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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단체 분류에 관하여 비교법적

으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입장 중에서도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에 따

라 단체를 분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방식은 동

일한 단체에 관하여 다른 나라와 과세방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세조약 적용에서 있어

곤란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세법상의

기준에 따라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

다. 세법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다른 나라의 세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일정한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굽힐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적어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

한 국가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에는 세법상의 기준을 택하는 것이 ‘이중

과세 방지’ 혹은 ‘이중 비과세방지’라는 조세조약 체결 목적 달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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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요건

제 1 절 서설

우리 대법원은 지금까지 문제된 모든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 관련 사

건에서 유한 파트너십을 우리 세법 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외국 유한 파트너

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이는 흔히 말하는 국제거

래로서 조세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ⅰ) 소득이 그 조세조약의 당사국 중

어느 하나에 원천을 둔 것이어야 하고, (ⅱ) 그러한 소득이 ‘거주지국’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ⅲ) 납세자가 위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한다.53)

따라서 우리나라에 원천을 둔 소득을 얻은(위의 (i) 요건)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게 소득이 귀속되는지 여부(위의 (ⅱ)요건) 및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거주지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위의 (ⅲ) 요건). 특히 이러한 소득 ‘귀속’

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

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제2절) 이를 전제로 외국 유한 파

트너십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제3

절).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53) 윤지현(각주 9),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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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제4절).

제 2 절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1. 서설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과세할 때에는 국내법과 조

세조약 두 가지가 모두 문제된다. 과세란 주권의 행사이므로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국내법에 따른 과세권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54)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들은 투자자들이 유한 파트너십을

설립한 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이른바 도관(conduit)

회사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이다. 이때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도관(conduit)회사가 아닌 유한 파트너십이 실질적

으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

만, 이 논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우리나라 법원의 견해가 명확히 확립

되어 있으므로 다음 단계의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로서 간략하게 검

토하도록 하겠다.

54) 이창희(각주 14), p.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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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의 남용 및 이에 대한 대책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먼저 조세조약의 남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과세 원칙은 흔히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를 위한 법원

칙으로 기능하고, 조세조약 적용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조세회피 행위는

흔히 ‘조세조약의 남용’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가. 조세조약의 남용

1) 조세조약 남용의 정의 및 발생원인

조세조약이란 국제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 상 국제적인 이중과

세를 방지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는 양자 간 조약이다.55)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세조

약의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조세조약의 큰 줄기’는 자본수입국

이 자기 나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범위로 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자본수출국은 자본수입국의 과세권이 우선함을 인정하는데

있다.56) 즉 조세조약의 역할은 국제거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을 절충하는 데 있는 것이

다.

조세조약은 국제법으로서 1969년 5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57)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비엔나 협약’)이 규정하는

55) 오윤, 앞의 책, p. 577

56) 이창희(각주 14), p. 672.

57) 비엔나협약은 국가 간 조약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다자간조약이다(오윤, 앞

의 책, 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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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하나이므로 비엔나협약에 서명 및 비준한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해석 · 집행할 때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27일 비엔나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58)

조세조약 남용에 관하여 아직까지 이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모든 경

우를 망라하는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59) 다만 가장 흔히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본래 양국 간 조세조약에서 정한 혜택

(benefits)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만이 누릴 수 있지만, 이를 누릴 수 없

는 제3국의 거주자가 어느 체약국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고 이와 같이 중

간에 끼워 넣은 법인을 통하여 양 체약국의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는 것

이다.60) 이는 ‘조약편승(treaty shopping)’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61) 이 글에서도 이와 같이 조세조약 남용을 조약편승의 좁은 의미

58) 오윤, 앞의 책, p. 577

59) 윤지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조세법연구」제12집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06, pp. 259-260에서는 이러

한 상황을 가리켜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공식적’인 정의는

없다고 언급한다. 다만 위의 글 p. 258, 각주 27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2월 15-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 산하 ‘조세분야

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집단’(the United Nations Ad Hoc

Group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Tax Matters)의 제11차

회의에 제출된 스페인의 프라츠(Francisco Alfredo Garcia Prats)교수의

“Abuse of Tax Treaties and Treaty Shopp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문단 17에서는 “조세조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조약의 남용’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체약국 중 일방(또는 심지어 제3국)의 재무상의 이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개인들에 의한 조약 규정의 부정확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고도 언급한다.

60) 윤현석, “조세조약의 남용 방지”, 「조세학술논집」제22집 제1호, 한국국제

조세협회, 2006, p. 221에서는 아예 조세조약 남용을 이와 같은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

61)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조약의 일방 당사국의 거주자가

타방당사국을 원천지국으로 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 거주지국과 원천지

국이 동시에 같은 소득에 과세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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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조세조약 남용 방지의 필요성

조세조약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또는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탈세 · 조세남용 방지 또는 각국의 적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

이나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양국 간 조약이므로 국제

적 조세회피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62) 따라서 조세조약이 본래

목적의 목적에서 벗어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국제적인 과세질

서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아진다.63)

나.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

1) OECD 조세조약 남용방지 대책

조세조약남용은 1977년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 조약의 남용을 언

급하고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처음 그

대처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64) 그 후 OECD는 1987년 보고서에서

부터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써, 그 구제의 방편으로 원

천지국에서 과세 상 낮은 세율, 과세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 하고 있는데,

이 혜택은 당연히 조약당사국의 거주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3국의 거주자가 전 세계에 체결되어

있는 수많은 조약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약을 물색하여 조약의 혜

택을 부당히 취득하는 것을 이른바 ‘treaty shopping’이라 한다(이태로, 앞

의 글, p. 5).

62) 윤현석, 앞의 글, p. 223

63) 윤현석, 앞의 글, p. 223

6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5, p.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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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 접근방식65)을 제시하

였고,66) 2003년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는 조세조약이 전 세계적인 조

세회피나 탈세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조세조

약 남용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이나 그 밖의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일

반적인 법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67)68)

2) 조세조약상 조약남용방지규정69)

65) 네 가지 접근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투시접근법(look-through approach)’

은 조약의 특혜를 향유하도록 하는 법인의 소유자가 그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이 방식은 본 연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한 파트너십과 도관회사를

투시하여 그 배후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단체가 실질적 의미의 거주자인지

를 확인한다(윤현석, 앞의 글, p. 227) ② ‘조약적용배제접근법(the exclusion

approach)’은 특정의 법인에 면세 등의 우대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도관

회사’로서 제3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인의 조약

혜택의 향유를 부인하는 것이다(윤현석, 앞의 글, p. 228). ③ ‘거주지국 과

세접근법(the subject-to-tax approach)’은 법인이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

여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에서 조약상의 감면혜택

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이태로, 앞의 글, p. 17). ④ ‘수로접근법(the channel

approach)’은 도관회사의 수법을 단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으로, 특정 법인이

그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제3국의 거주자에게 채무의 지급(이자, 사용료,

개발비, 광고선전비, 무형자산 등 모든 종류의 사업용 자산의 상각비를 포

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한 조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윤현석, 앞의 글, p. 229)

66) 윤현석, 앞의 글, p. 227

67) 윤현석, 앞의 글, p. 227

68) 한편, 최근 OECD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Action Plan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

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69) 조세조약상 조약남용 방지규정으로는 이하에서 설명할 ‘수익적 소유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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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적 소유자 조항

조세조약상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조세조약에서 우선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조항이다.70) 수익적 소유자 조항이란

이자 · 사용료 ·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 원천지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의

적용대상을 수익적 소유자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71)72) 수익적 소유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당해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 소유자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함이 보통이다.73) 예를 들어 제3국의 거주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상대체약국에 있는 도관회사 등을 통하여 투

자를 하고 동 투자소득을 그 도관회사 등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도관회사 등이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수혜자, 곧 수익적 소유자가 아

니므로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74)

및 ‘부동산 과다법인 조항’ 이외에 조세조약 전체에 대한 혜택을 특정한 자

격을 갖춘 자(예 : 공개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혜택제한 조항이 있으나(안경봉 · 윤지현,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

의 적용”, 「조세법연구」 제13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07, p. 200), 본 연

구에서는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70) 안경봉 · 윤지현, 앞의 글, p. 197

71) 안경봉 · 윤지현, 앞의 글, p. 197.

72) 당초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국제적으로 전파한 OECD 모델조약과 그 주석

은 위 용어의 해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

대 말 OECD 모델조약에서 위 용어가 사용될 즈음부터 상대방국가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모든 조세조약에 반영하여 왔다고 한다(오윤,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조세법연구」제16집 제1호, 한

국세법학회, 2010, p. 356)

73) 윤지현(각주 4), pp. 107-108

74) 윤현석, 앞의 글,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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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과다법인 조항75)

부동산 과다법인 조항이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

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소재한

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76) 이는 많은 조세

조약에서 주식과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권 배분을 달리함을 ‘남

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 모델 조약은 제13조에서 이러한 경우

에 대처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볼 ‘론스타

판결’77)의 사안도 한국 – 벨기에 조세조약이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3) 국내법상 조세조약남용 방지 규정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2006년 5월 24일자로 신설된, 국제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2는 특히 제3항에서 과

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재구성된 거래관계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

이다.7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75) 이 조항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판결(소위 ‘론스타 판결’)과

관련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76) 안경봉 · 윤지현, 앞의 글, p. 198.

77)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78) 윤지현(각주 59),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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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

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

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입법배경

OECD는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국내법상의 실질과

세원칙 또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provision)’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2003년 개정 이전과 이후 주석서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 개정 이전의 제

1조 관련 부분 주석 제23항은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조약상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회원국의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회원국 간에 반대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부기하고 있었다. 반면, 2003년 개정 이후 주석서 제22.1항

에서는 좀 더 단정적으로 내국세법상 원칙의 적용이 조세조약과 상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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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점만을 기술하고 있다.79)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세제 당국은, 투자자가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나라 등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도관(conduit)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

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

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위 제2조의 2를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80)

다. 검토

국제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조세조약남용의 유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조세조약의 남용은 각 국의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여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가 신설되어 조세조약남용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

게 되었고, 제4장 제3절에서 보는 것처럼 대법원도 OECD의 입장을 받

아들여 이러한 국내법 원칙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도 작용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81) 다만 위 제2조의 2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여전

히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이 존재하는바, 위 조항 제3항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가 무

79)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안경봉 · 윤지현, 앞의 글, p. 203.

80)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입법개정동향-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제22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p. 249

8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및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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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 또한 위 조항이 창설적 규정인지 아니면 확인적 규정인지 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82)

3. 소결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은 납세자의 이중과세 위험을 제거해주는 역할

을 하지만 동시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들에 의하여 남용될 위험성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4일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를

시행함으로써 조세조약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를 마련

하였다. 또한, 최근 조세조약의 적용이 문제된 사례들에서 대법원이 일관

되게 조세조약에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는바, 더 이상 조세조약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제 3 절 소득의 귀속

1. 문제의 소재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적용에 앞서 우리나라 세법을 적

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

82) 위 문제제기는 안경봉 · 윤지현, 앞의 글, pp. 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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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인으로 보아, 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아닌 유한 파트너십 자

체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지역 – 케이만

군도, 버뮤다 등이 자주 활용되었다 – 에 유한 파트너십을 설립한 후,

이 유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에 다시 도

관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를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그 설립지

가 정하여졌다는 점에서는 사실 도관회사나 유한 파트너십이 크게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유한 파트너십 자체도 충분히 ‘도관’으로 볼 여

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유한 파트너십 다음 단계에 위치하고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설립된 회사만을 도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대법원의 견해를 토대로 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실질귀속자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의 견해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

다는 입장이다.83) 즉,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

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83) 흔히 ‘라살레 판결’이라고 부르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

결은 이러한 법리를 밝힌 대표적인 판결인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제4장에

서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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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한 소득

은 명의와 상관없이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

된다고 본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하면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84)

나.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설립된 회사와 달

리 유한 파트너십은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파트너들이 아닌 유한 파트너십에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5)

대법원이 유한 파트너십을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면서 들고 있

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

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① 유한 파트너십은 공동사업을 통한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일상 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General Partner)

와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

8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85)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2013. 7. 11. 선고 2010두20960 판결 등. 2012. 10. 25.선고 2010두25466 판결

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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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또한, 유한 파트너십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

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

는 영리 목적의 단체이다.

3. 검토

대법원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

의 형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실질을 고려하여 도관회사와 달리 외국 유

한 파트너십의 고유한 투자목적 또는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소위 ‘론스타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

인다.86) 론스타 판결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유한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투

자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유한 파트너십에 과

세를 하였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소

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보았고, 그 이후 유사한 사안들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87)

대법원이 유한 파트너십에 ‘사업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투자행위를 함에 있어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 집합투자를 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

다.88)89)

86) Ji-Hyun Yoon, “The Journey Goes On, but Where to? - A Review of

the 2013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Entity Classification

Issu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14, p. 21

87) Ji-Hyun Yoon(각주 86), p. 21

88) Ji-Hyun Yoon, “An End of a Journey or a New Beginning? - Th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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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한 파트너십의 법적인 형태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의 행위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에 있어 무

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투자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투자

주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90)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유한 파트너십

의 투자자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견해는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조세조약상 거주자

1. 문제의 소재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거주자여야 한다.91)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Trilog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Asia-Pacific

Tax Bulletin, 2013, p. 198

89) 이 견해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구성한 ‘첫 번째 단체’는 모두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 즉, ① 만일 투자자들

이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에 위

의 ‘첫 번째 단체’를 설립한 경우에도 고유한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

을 것인지, 또한, ② 만일 위 ‘첫 번째 단체’에 ‘사업목적’과 ‘조세회피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단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

다[윤지현(각주 88), p. 198].

90) 이미현,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유한 파트너쉽인 사

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

회, 2015, p. 181

91) 윤지현, “‘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 35 -

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 남용의 수단으로 사용된 도관

회사를 ‘투시(흔히 쓰는 영어 표현으로는 “look through”)’하여 문제된

소득을 유한 파트너십에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 유한 파트

너십에 대한 과세에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

여서는 다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OECD 모델조약의 거주자의

개념을 살펴본 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조

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조세조약은 거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는 물론 조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가 문

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조세조약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

다. 그러나 모든 조세조약을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

이므로, 이하에서는 OECD 모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개념

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92)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은 거

주자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안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인’이라고 정의한

다. 위 제1항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의 내용을 감안할 때, 조세조약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소, 거소

(domicile, residence)’라는 부분이 문제되고, 단체의 경우에는 ‘관리장소

(place of management)’가 문제된다.93)

2011두22747 판결”, 「서울대학교 法學」제5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4, p. 706

92) 이창희(각주 20),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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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의 내용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 조약에서 “한 체약국의 거주자”란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안에서 납세의무

를 부담하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

기는 하지만 오로지 그 나라에 원천인 있는 소득…에만 세금을 내는 사

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2

문이 국내원천소득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거주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1문의 의미는 이른바 ‘전 세계소득(worldwide income)’

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

나, 실제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2문은 외교관처럼 주재지국에

주소는 있지만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

에,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94)

나.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1문 해석에 대한 논의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1문의 “주소, 거소, 관리장소 기타 이

와 유사한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안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인”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를 단순히 장소를 가진 자로

93) 윤지현(각주 91), pp. 708-709

94) 이창희(각주 20), pp. 12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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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해석해야 하

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1) 인도 유권해석청의 입장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유권해석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에

서는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1문의 거주자의 의미는 주소, 거소

따위의 장소를 가진 자라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라는 뜻이라고 판시하고 있다.95)

2) 캐나다 법원의 입장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회사인 Crown Forest는

미국에 유일한 사무소와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바하마의 회사 Norsk로

부터 배를 빌리고 용선료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경우 만일 Norsk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the Canada‑United States

Income Tax Convention (1980)] 제4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용선료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를 원

천징수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캐나다 법원은 아래와 같

이 판시하였다.

Norsk가 미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Norsk가 행하는

거래 또는 사업이 사실상 미국과 관련이 있는지,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관련이 있는지에 기초한다. ‘관리장소(place

95) 이창희(각주 20),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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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nagement)’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Norsk의 거래 또

는 사업이 미국과 관련 있다는 하나의 요소가 되나, Norsk의 납세 의

무의 우선적인 근거는 아니다. 단순히 국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1980)의 거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Norsk는

사업상의 원천과세가 실질적으로 체약 당사국이 제4조에 열거된 (거소,

관리장소, 설립장소, 주소) 다른 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갖는 경우에만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신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기준들은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된

다는 점에서 유사하지 않다. 조세조약의 당사자들은 한 체약국에 거주

하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조세조약 목

적상의 ‘거주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Norsk는 조세조약 제4조 목적상

의 미국의 ‘거주자’가 되지 못한다.96)

다. 검토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 제1문의 표현만 놓고 볼 때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안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인’의 의미를 전 세계소득 납세의무를

지는 자라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조세조약 체결의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인도 유권해석청이나 캐나다 법원의 입

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 나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강력한 혹은 주요한 ‘연결(nexus)’을 가지고 있는데, ‘주소, 거소,

관리장소’의 존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

96) Crown Forest Industries Ltd. v. Canada, [1995] 2 SCR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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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7) 그 이유는 이러한 거주자 규정은 어떤 나라에 ‘주소, 거소, 관리장

소’ 등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 세법에서 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성

격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98)

결국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가리킨다는 데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99)

3.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견해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관한 주석서 8.6에서는 ‘납세의무를 지는

(liable to tax)’의 의미가 반드시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8.8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투

시과세를 할 경우, 파트너십은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거주

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100)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결론은 ‘납세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이

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이상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단체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그 대신 소득의 원천지국은

단체나 그 구성원들의 거주지에서 그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고려

하여 소득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세조약 적용의 곤란한 문제

97) Robert Couzin, Corporate Residence and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2, p.2

98) Klaus Vogel on Double Tax Convention (3rd edition), Kluwer Law, 1997,

p. 229.

99) 윤지현(각주 91), p. 709

100) OECD 모델조약 제4조에 관한 주석 8.6문단 및 8.8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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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없애주려 하고 있다.101)

예컨대 파트너십 대신에 파트너들이 납세의무를 지는 전형적인 파트

너십의 경우, OECD 주석서에 따를 때 그 파트너십은 조세조약에서 말

하는 거주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소득은 항상 파트너들에게 귀

속되고 결국 원천지국은 파트너들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

하게 되므로, 이중과세 방지의 목적이 대개 달성된다는 것이다.102)

나.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조약의 규정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

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 절

에서는 우선적으로 OECD 모델조약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

겠다.

1) 외국의 유한파트너십이 ‘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은 거주자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안에서 납

세의무를 부담하는 인’이라고 정의한다.103)

101) 윤지현(각주 91), p. 712

102) 윤지현(각주 91), p. 712

103) 원문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e residen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simila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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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의

‘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OECD 모델조약 제3조 주석의 2번째 문단은

명시적으로 파트너십이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의 ‘인’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으므로,104)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있는 ‘인’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로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 ‘납세

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

면, 유한 파트너십은 ‘투시과세’되기 때문에 과연 유한 파트너십이 ‘납세

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

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한 파트너십과 같은 ‘투시과세’ 단체가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 인’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견해가 존

재한다. 우선, ‘투시과세’ 단체가 얻은 소득은 파트너에게 귀속되므로 그

파트너가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인’에 해당할 뿐, 유한 파트

너십 자체는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105) 이와 달리,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거소(residence)’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4) OECD 모델조약 제3조 주석 2번째 문단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Partnerships will also be considered to be ‘persons’ either because

they fall within the definiton of ‘company’ or, where this is nor the

case, because they constitute other bodies of persons.”

105) Robert Couzin, 앞의 책, pp. 117-118, Jesper Barenfeld, 앞의 책, pp.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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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인’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존재한

다.106)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의 의미가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

는 경우만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납세의무의

정도와 관련하여 전 세계 소득의 납세의무를 의미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 의무 부담 가능성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

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떠한 단체가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지는 그 단

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 법은 언제나 변동가능성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매우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외국 유한 파트너십을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보아 유한 파트너십 자체가 소득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이러한 견해에 의할 때, 외국 유한 파트너십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유한 파트너십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인’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07)

3) 소결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의 의

106) Klaus Vogel, 앞의 책, pp. 94-95, Michael Lang,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s - A Critical Analysis of

the Report Prepared by the OECD Committee on F iscal Affairs,

Kluwer Law, 2000, p. 38

107) 윤지현(각주 91), p.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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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납세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에 비추어볼 때,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인’에 해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08)

다.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 ·

미 조세조약’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

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 · 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를 거주자로 취급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

다고 판시하고 있다.109)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실질적

인 귀속자로 인정된 단체가 그 단체의 설립지에서 ‘투시과세’ 된다고 하

더라도 그 구성원이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

가 거주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

득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유한 파트너십을

거주자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

법원은 위 두 사안에서 각 조세조약이 거주자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08) Jesper Barenfeld, 앞의 책, p. 157

10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한 · 미 조세조약 판결), 대법

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한 · 독 조세조약 판결)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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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소득이 유

한 파트너십에 귀속되어야 하고, 유한 파트너십이 조세조약 상 거주자여

야 한다. 우선, 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률적 형식뿐만 아니

라 거래의 전 과정을 살펴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과정

에 비추어 볼 때, 유한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라고 판단하

고 있는바, 이러한 입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요건과 관련하여,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

세조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외

국의 유한 파트너십 및 유한 합자회사가 한 · 미 조세조약 및 한 · 독

조세조약의 거주가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조약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조세조약

해석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의 목적, 조세조약 규정의 실

질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보이나, 판결의 이유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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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구체적 적용

제 1 절 서설

외국의 유한 파트너십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장

에서 살펴본 조세조약 적용의 요건, 즉 해당 유한 파트너십에 소득이 귀

속되어야 하고, 해당 유한 파트너십이 파트너십 설립지국의 거주자

(resident) - 즉,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인(person liable to

tax in that state) - 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110) 즉, 단체가 설

립된 P국111)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 단체라고 하여 반드시 P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P국과 사

이에 가지는 관련성이, 그 단체가 P국의 거주자라고 불릴 만큼 강한 것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112)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의 논의 대

상인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

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파트너

십 보고서 및 OECD 모델조약 주석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우리나라 대

110) 이미현, 앞의 글, p. 185

111) 이하에서는 편의상 소득의 원천이 있는 국가를 S국(‘소득의 원천지국’), 단

체가 설립된 국가를 P국(‘단체의 설립지국’), 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R국(‘단체 구성원의 거주지국’)이라고 하겠다[윤지현(각주 9), p.

249].

112) 윤지현(각주 9), pp. 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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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장을 문제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하나 검토해 보

고자 한다.

제 2 절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OECD의 견해

1. OECD 견해의 기본원칙

OECD 모델조약 제3조에 대한 주석은 조세조약의 ‘인(person)’이라는

용어가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

로 파트너십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조세조약상 ‘인’

이라는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113) 그러나 파트너십을 도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에 대한 관련국들의

견해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는바,114) 이에 대하여 OECD에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가. 조세조약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여부 파악

조세조약은 어느 체약국의 국내원천소득이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게 지급되거나(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또는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창출되었을 때(deriv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적용된다.115) 따라서 소득의 원천지국이 조

113) 이미현, 앞의 글, p. 186

114) 이미현, 앞의 글, p.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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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누구에 의하

여 창출되었는지’라는 기초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116) 이는 곧

제3장 제3절에서 이미 살펴본 소득의 ‘귀속’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모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지국은, 조약이 적용되는 ‘사실상 문맥(factual context)’의 일부로써,

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의 항목이, 거주자로서 조약상의 혜택을 주장하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처리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17)

즉, OECD 모델조약 주석의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지국이 조세조

약을 적용할 때에는, 자국에서 파트너십을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 보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국이

위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문제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고 그 귀속에 대한 입장이 원천

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서로 다른 경우, 원천지국이 국내법과 다른 소득

귀속을 전제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18)

나. 조세조약이 경합되었을 경우 해결방식

위 가.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견해를 따를 때, 파트너십 설립지국에

서 파트너십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면, 파트너십은 설립지국의 거주

자로서 직접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만일 파트너들의

거주지국에서 파트너십을 투시단체로 취급하고 있다면 파트너들 역시 해

당 소득에 대해 자신들의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이므로

115) 이미현, 앞의 글, p. 187

116) 이미현, 앞의 글, p. 187

117) OECD 모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6.3문단

118) 윤지현(각주 9),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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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도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다.119) 이러한 경우, 양 조약은

경합적으로 적용되므로, 결국 소득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더 많이 제한

하는 쪽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견해이다.120)

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검토

OECD 모델조약 주석서의 기초가 된 파트너십 보고서는 파트너십 설

립지국에서는 파트너십 자체를 과세단체로 보지만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는 투명한 단체로 보는 경우 또는 그와 반대의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수

를 만들어 18가지 보기를 들고 있다.121)122) 이하에서는 본 장 제3절에서

살펴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2가지 사례와 관련

하여 OECD가 조세조약과 관련한 어떠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면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고, 파트너십

설립지와 파트너들의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123)

119) 이미현, 앞의 글, p. 188

120) 이미현, 앞의 글, p. 188

121) 이창희, 앞의 글, p. 293

122) 이창희. 앞의 글, p. 293에 의하면, 이처럼 파트너십 설립지국과 소득의 원

천지국 사이에 서로 다른 세제가 있다는 가정은, 소득의 원천지국이 국내

법과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기업을 법인이라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이 파트너십을 과세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자체에 대한

과세여부가 파트너십의 설립지국과 소득의 원천지국 사이에 서로 달라지

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파트너십 보고서의 논리와 정면으로 모순된

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123) 파트너십 보고서(각주 5), p. 23 Examp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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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1.]

P는 P국에 설립된 파트너십이고, A와 B는 P의 파트너들로서 P국의

거주자이다. P국에서는 P를 투명한 단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하

지만 S국에서는 과세단체(taxable entity)로 취급한다. S국에 고정사업

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P가 S국에서 사용료소득(royalty

income)을 얻었다.

위와 같은 전제사실 하에서 S국이 P가 얻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조

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하다

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파트너십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124)

S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소득이 귀속되는 납세의무자는 파트너십인 P

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S국은 P가 P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

므로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거주자가 아니고, 조세조약의 혜택(benefits)

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S국과 P국 사이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S국의 주장은 위 가.에서 소득의 원천

지국이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거주지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자국법의 입

장을 수정할 수 있다는 OECD의 기본 견해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A와 B가 P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S국이 조

세조약의 제한 없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는 조세조약의 적

용 대상(object)과 목적(purpose)에 반하는 것이다.125)

이에 대하여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는 ① S

국이 파트너십을 자국 법에 따라 취급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접근법

124) 이창희. 앞의 글, p. 292

125) 파트너십 보고서(각주 5), 문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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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② P국의 거주자들인 A와 B가 조세조약의 혜택(benefits)을 받을 권

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S국은 사용료 소득이 P국의 거주자들인 A와 B에게 지급되고, 이들

이 위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서 P국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S국과 P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OECD 재정위원회는 이 방법이 그 소득의 납세자에게 조세조약의 혜택

을 더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접근법이 옳다고 보았다.126)

2)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만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고, 파트너십의

설립지와 파트너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127)

[전제사실 2.]

P는 P국에 설립된 파트너십이고, A와 B는 P의 파트너들로서 R국의

거주자이다. P국과 R국에서는 P를 투명한 단체(transparent entity)로

취급하지만 S국에서는 과세단체(taxable entity)로 취급한다. S국에 고

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P가 S국에서 영업이익

(business profits)을 얻었다.

위 전제사실 2.와 같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만 파트너십을 과세단체

로 보고, 파트너십의 설립지와 파트너들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파트너

십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18가지 사례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파트너십 보고서 문단 56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들에게 귀속되므로, 파트너들이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26) Michael Lang, 앞의 책, pp. 54-55

127) 파트너십 보고서(각주 5), p. 22 Examp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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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자이고, 파트너들은 거주자로서 조세조약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파트너들의 거주지국과 소득의 원천지국 사이의 조세조

약 S-R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2. OECD 견해에 대한 비판

가. OECD 견해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

파트너십 보고서는, 어떠한 단체 분류에 관하여 소득의 원천지국과 단

체의 설립지국, 단체 구성원의 거주지국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경우, 기본

적으로 각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에 맞추어서 관련된 모든 나라의 입

장을 통일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128) 이 견해는, 전 세계적으로 통

일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1) 잘못된 전제에 대한 비판

우선 OECD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파트너십 보고서는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가지는 애매함

때문에, 파트너십이라는 법률조직이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추상화를 전제로 하여 분석과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

이다.129)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는 각 나라마다 기업조직에 관한 법은 다

른 것이고, 다른 나라의 파트너십과 비슷한 국내법상의 법률조직이 있다

128) 윤지현(각주 9), p. 280

129) 이창희, 앞의 글, pp.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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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슷한 조직일 뿐 같은 조직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는 국제조세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130)

2)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

한편, 파트너십 보고서는 각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에 맞추어 조세

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OECD 견해와 반대로 각 납세

자의 거주지국이 아닌 소득의 원천지국의 단체 분류에 맞추어 단체의 설

립지국이나 단체 구성원의 단체 분류, 나아가 소득 귀속의 원칙을 통일

하지 못할 논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31)

나. 구체적인 경우에 관한 비판

1) 논리적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

각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에 맞추어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는 파트너십 보고서의 견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약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조세조약을 적용하

는 체약국의 국내법 의미를 적용한다는 OECD 모델조약 제3조 제2문단

과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32) 즉, OECD 모델

조약 제3조 제2문단에 의하면, 위 전제사실 1.에서 S국은 조세조약 용어

에 대한 P국의 특정한 해석을 채택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맥락이 달리

130) 이창희, 앞의 글, p. 294

131) 윤지현(각주 9), p. 280

132) Michael Lang, 앞의 책,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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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unless the context provides otherwise)’는 전제 하에

자국법이나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133)

2) OECD 모델조약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한 비판

또한, 파트너십 보고서가 각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입장에 맞추어 조세

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사

람에게 발생하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는 이해가 있다.134) 하지만 이는 OECD 모델조약 제4조가 거주자를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 on the income)’ 자가 아

닌, 단지 ‘납세의무가 있는(liable to tax)’ 자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부

당하다는 비판이 있다.135)

3) 이중과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

한편으로는 P국이 발생한 소득을 파트너십에 귀속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S국에서 (S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이 귀속되는 파

트너십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 원천징수세액은 P국에서 외국납

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136) 비록 P국과 R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포

함된 ‘비차별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137) 비차별조항은 S국과 P

국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하나, 만일 소득이 이 두 국가사이에

133) Michael Lang, 앞의 책, p. 55.

134) Michael Lang, 앞의 책, p. 55.

135) Michael Lang, 앞의 책, p. 55.

136) Michael Lang, 앞의 책, pp. 63-64

137) Michael Lang, 앞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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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납세자에게 귀속된다면 여전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138) 다

시 말해서, 원천징수된 것은 파트너십 P의 세금이지만, P국이 고정사업

장을 통하여 과세할 여지가 있는 소득은 파트너인 A, B의 소득이어서,

A와 B의 세금에서 P의 세금을 공제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진다는 것이다.139)

3. OECD의 최근 논의; BEPS140) 프로젝트

OECD는 2013. 7.경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BEPS Action Plan’을 발표한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2014. 9.

16. BEPS Action Plan 15개 항목들 중 7개 사안에 대한 권고적인 내용

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41)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ACTION 2 혼성비대칭 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s)’와

ACTION 6 조세조약 남용(tax treaty abuse)'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BEPS ACTION 2; ‘혼성비대칭 거래’142)로 인한 문제점 해소143)

138) Michael Lang, 앞의 책, p. 64

139) Michael Lang, 앞의 책, p. 55.

140)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으로 번역된다.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 세계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

었고, 이러한 필요성 하에서 BEPS 프로젝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OECD - BEPS Action

Plan에 대한 2014년 보고서 Package 발표, 주요국의 조세동향[14-09호],

2014(http://www.kipf.re.kr 에서 확인 가능, 최종방문 : 2015. 7. 24.)

142) ‘혼성비대칭 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s)’란, 거래의 당사자들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 특정한 ‘단체(entity)’ 또는 ‘금융상품(instrument)’

에 대한 과세 상 취급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과세결과(tax outcom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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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비대칭 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s)’는 ‘장기 조세이연

(long-term tax deferral)’을 포함한 ‘이중 비과세(double non-taxation)’

를 달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 세원을 감소시킨다.144) 이에 BEPS

Action plan의 ACTION 2는 ‘혼성비대칭 거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이중 비과세’, ‘이중비용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145)

ACTION 2는 Part Ⅰ과 Part Ⅱ로 구성되어 있다. Part I은 ‘혼성비대

칭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법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46) PartⅡ는 ‘혼성 단체(hybrid entities)’를 포

하여 ‘투명한 단체(transparent entities)’를 다루고 있는 OECD 모델조약

의 개정을 권고하고 Part I.의 권고사항과 OECD 모델조약의 조항들 사

이의 상호 작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147)

한편, ACTION 2의 Part Ⅱ에서는 파트너십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언

급하고 있는데(Chapter 9), 바로 이 부분이 본 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불일치를 만들고, 그러한 불일치가 거래의 당사자의 총 과 세 부담을 낮추

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의미한다(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 2014 Deliverable, p. 29).

143)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각 국이 파트너십에 대하여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BEPS ACTION 2.에서는

각국이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일정한 ‘단체(entity)’ 또는 ‘금융상품(instrument)’

에 대해 다르게 과세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4)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 2014 Deliverable

145) OECD, 앞의 책. 이는 Part Ι. Recommendations for the design of

domestic rules와 Part Ⅱ. Recommendation on treaty issues로 구성되어

있다.

146) OECD, 앞의 책, p. 11

147) OECD, 앞의 책,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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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에서는 파트너십 보고서가 파트너십 이외의 다른 단체들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서, OECD 모델조약과 주석에 ‘투명한 단체(transparent entities)’의 소득

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파트너십 보고서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48)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OECD 모델조약 제1조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하 ‘추가 규정’이라

한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49)

2. 이 조세조약의 목적 상 체약국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혹은 거래에 의하거나 이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체약국의 과세목적 상 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에 한해,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취급된다.[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단은 거주자에 대한 체약국의 과세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아래의 사안은 위 추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

다.150)

148) OECD, 앞의 책, p. 85

149) OECD, 앞의 책, P. 86, 원문은 아래와 같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by or through

an entity or arrangement that is treated as wholly or partly fiscally

transparent under the tax law of ei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considered to be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is treated, for purposes of taxation by

that State, as the income of a resident of that State.[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be construed so as to restrict in any

way a Contracting State's right to tax the resident of that State.]

150) OECD, 앞의 책,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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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과 B국은 OECD 모델조약과 동일한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하였

다. A국은 B국에 설립된 단체를 회사(company)로 보고, 위 단체가 A

국에 거주하는 채무자(debtor)로부터 받은 이자를 과세한다. 그러나 B

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위 단체는 파트너십으로 다루어지고, 이자를

50%씩 나누어 갖는 2명의 파트너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중

한 파트너는 B국의 거주자이고, 한 파트너는 A국 및 B국과 조세조약

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 OECD 모델

조약 제11조에 의하면, 이자 중 반액만이 B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

된다. 즉, 추가 규정에 의하면 파트너십 이외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파

트너십 보고서의 견해가 적용되므로, A국은 B국에서 과세소득으로 인

정되는 이자(B가 받은 이자 중 반액)를 B국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

하여 A국과 B국 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 BEPS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ACTION 6는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1)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의

규정들과 국내법상 규정들을 제시

‘부적절(improper)’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경우란, 어떠한 사

람이 ① 조약 자체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와 ② 조세조약을 이용

하여 국내법 조항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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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CTION 6는 위 ①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152)

(ⅰ) 조세조약 체결 시 제목과 서문에 ‘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

회피를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방법

(ⅱ) 조세조약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혜택

제한(limitation-on-benefits, 흔히 ‘LOB 조항’)”153)을 규정하는 방법

(ⅲ) LOB 조항으로 막을 수 없는 ‘treaty shopping’에 대하여는 조약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 기준인 이른바 “주된 목적 기준(the

principal purposes test, 줄여서 ‘PPT 규정’)”을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방

법

다음으로, ②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두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

다.

(ⅰ) 체약국이 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조약의 적

용을 제한하는 방법154)

(ⅱ) ‘출국세(departure tax)’155)를 과세하는 방법156)

151) OECD,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ACTION 6 : 24 Deliverable, p. 10

152) OECD(각주 151), p. 11

153) LOB 조항은, 반드시 조세조약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조약에서든지, 실질

적으로 상대방 체약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에게 조세조약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넓게 이해하기도 하고,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 Convention(흔히 ‘미국모델’) 제22조나 그와 비슷한 조세조약

상 조항을 의미한다고 좁게 이해하기도 한다[이창희(각주 20), p. 170].

154) OECD(각주 151), p. 93

155) ‘출국세(departure tax)’란 거주자에게 발생한 특정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그 거주자가 더 이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닐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

한다(OECD, 앞의 책, p. 96)

156) OECD(각주 151),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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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

ACTION 6는 ‘조세조약은 이중비과세를 의도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157) 즉, OECD 모델조약 서문에 아래와 같이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8)

조약 서문

(국가 A) 와 (국가 B)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세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희

망한다.

탈세 혹은 조세회피(거주자나 제3국의 간접적인 혜택을 위해 협약에서

제공하는 세금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Treaty shopping 협의를 포함)를

통한 비과세 혹은 과세감소를 야기하지 않고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

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의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조세조약의 서문에 조약 체약국들의 의도를 명시하는 것은

조약 규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이 있다.159) 즉, 조약 해석의 기본적 규

157) OECD(각주 151), p. 14

158) OECD(각주 151), p. 99, 원문은 아래와 같다.

(State A) and (State B)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Intend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Convention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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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약은 조약의 문맥과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정해진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선의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약의 문맥에 서문이 포함됨

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160) 따라서, 조세조약 서문에 조세조약의 목

적이 이중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게 되면, 이중비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

3) 상대방 국가와 조세조약 체결 전 조세정책에 관한 여러 고려사항

을 확인

ACTION 6는 각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 나라의 조세정

책 중에서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61) 이처럼,

각국이, 조세조약 체결 전 조세정책상의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신들이 저세율 또는 비과세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162)

ACTION 6는 고려해야 할 조세정책사항과 관련하여 OECD모델조약

서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63) 우선, 조세

조약 체결 전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중과세방지인바, 어떠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은 조세조약 체결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것인지

또는 반대로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

다.164)

159) OECD(각주 151), p. 99

160) OECD(각주 151), p. 99

161) OECD(각주 151), p. 102

162) OECD(각주 151), p. 102

163) OECD(각주 151),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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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납세자가 소득의 원천지국에 부담하는

원천세가 거주지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

닌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165)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도한 세금을 부

담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 거래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166)

나아가, 조세조약 체결 전에는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조세조약의 여러 특성- 예를 들어 OECD 모델조약 제24조의

비차별규정에 의해 해외투자의 차별취급으로부터 보호 -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167)

마지막으로 조세조약의 중요한 체결목적은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이

므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 국가가 세금의 징수 등과 관련하

여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한

다.168)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결

과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OECD가 각 나라에 주는 제안에 불과하므로 각 나라의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169)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OECD의

해석태도와 전혀 다른 입법 및 사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0)

164) OECD(각주 151), p. 102

165) OECD(각주 151), p. 104

166) OECD(각주 151), p. 104

167) OECD(각주 151), p. 104

168) OECD(각주 151), p. 104

169) 윤지현(각주 9), p. 281

170) 김석환, 앞의 글,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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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살펴본 OECD의 기존 입장, 그리고 최근 입장을 전제로 하

여, 이하에서는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중심으로 우리 법원의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절 대법원 판결의 검토

1. 외국단체의 분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세칭 ‘론스타 판결’)

가. 사실관계

[그림 1. 판결의 사실관계]

론스타펀드Ⅲ는 원고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

다)엘.피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로서,

그 중 이 사건의 원고는 미국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하여 미국 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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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이다.

①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의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

금을 출연하여 상위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② 이를 통하여 벨기에 법률

에 의하여 벨기에 법인인 S홀딩스를 설립하였다. ③ S홀딩스는 우리나

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법인인 스타타워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다음, ④ 스타타워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토지 및 그 지상의 I타워 빌딩

을 매수하였다. ⑤ 그 후 S홀딩스는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

청 산하 법인인 A와 B에게 각 50%씩 나누어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얻었

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 역삼세무서장은 S홀딩스는 실질적

인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

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하

여는 「대한민국과 벨지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벨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그 양도소득은 원고를 포함한 론스타펀드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미국 거주자로 보아171), 원고에게 우리

나라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172)그리고

171) 이 판결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판결에서 피고

의 처분 경위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

172) 원고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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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Ⅲ의 나머지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 부과하였다.173)

·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여기서 1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소득세법을

의미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1거주

자로 보지 않고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한

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비거주자인 비법인 단체로서

비거주자인 개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

호의 비거주자로서 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1거주

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판결).

173) 피고는, 론스타펀드Ⅲ의 투자자 중 H Ltd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구 법인세

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3조 제7

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들을 비거주자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위와 같은 부과처분의 경위에 대해서는 H Ltd가 원고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1388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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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법원의 견해

1) 1 · 2심 법원의 견해

1 · 2심 법원은 ① 스타타워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이 론스타펀드

Ⅲ 자금이라는 점, ② 거래구조의 기획을 비롯하여 실제 스타타워 주식

매수와 스타타워 빌딩의 취득 및 그 이후의 관리, 스타타워의 주식양도

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론스타펀드Ⅲ의 임원이나 론스타펀드Ⅲ

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한국 내 자산관리회사의 임원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그리하여 스타타워 주식양도와 그 이익

의 귀속주체는 그 형식적인 거래명의나 이익의 귀속자에 불구하고 실질

적으로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한 론스타펀드Ⅲ 라고 판시하였

고, 따라서 한 · 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174) 또한 유한

책임사원(limited partner)과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이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유한 파트너십은 한국법상 합

자회사에 유사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

다.175)

2) 대법원의 견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판결에서 H Ltd는 스타타워에 대한 투자지분이

2%밖에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대부분인 스타타워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

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1388판결).

174) 이미현, 앞의 글, p. 171

175) 이미현, 앞의 글,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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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는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 주

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설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

므로 론스타펀드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

분은 일단 취소되었다.

라.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론스타펀드Ⅲ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

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위 판결의 사안은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 및 파트너의 거주지국 -

모두 미국 - 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소득 원천지국 –

우리나라 - 에서만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176)따

라서 OECD의 견해에 의하면, 소득 원천지국인 우리나라가 유한 파트너

십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한 파트너십 설립지

국인 미국에서 유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런데 유한 파트너십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파트너가 미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파트너

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한 · 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

176) 실제로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결 후 델라웨어 유

한 파트너십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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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결론이 가능한 것은, 본 장 제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OECD 주석서가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파트너십이나 파트너들이 그

설립지나 거주지에서 어떤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지에 따라 국내법의 소

득 귀속에 관한 원칙을 굽혀야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러한 결과 자체는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최

근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외국단체의 분류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확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CVC 아시아 판결’)

가. 사실관계

[그림 2. 판결의 사실관계]

① 케이만군도에 소재한 CVC 아시아 LP는 100% 출자하여 케이만군

도 법인인 A를, ② 위 A는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B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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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B는 100% 출자하여 벨기에 법인인 M 홀딩스를 각 설립하였다. ④

M 홀딩스는 C, D, E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⑤ 우리나라 법인 M

주식회사의 아산사업본부 사업부분을 인수하여 원고인 위니아만도 주식

회사를 설립하였고, ⑥ 원고는 M 홀딩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F가 설립되었는데, ⑦ 주식회사 F는 M 홀딩스로부터 M

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 전체를 양수 받은 후 ⑧ 원고에 흡수

합병 되었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피고인 천안세무서장은, 벨기에 법인인 M 홀딩스와 룩셈부르크 법인

인 B는 전체적으로 볼 때 CVC 아시아 LP가 한 · 벨 조세조약을 이용

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배당소득 및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이들 두 법인이 아니라 케이만군도 소재 CVC 아시

아 LP 라고 보았다. 이에 이 사건 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세

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추가 징수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세법상 원천징수세

율 10%를 적용하여 주식회사 F를 승계한 원고에게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법원의 견해177)

고등법원178) 및 대법원은, CVC 아시아 LP가 펀드 운영에 있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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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

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

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라고 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 유한 파트너십은, 구성원의 개

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

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라.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CVC 아시아 LP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

의 권리 · 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

세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조세조약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면,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인 케이

만 군도는 영국령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이 유한 파

트너십의 파트너들은 그 거주지국이 영국, 미국, 아랍에미리트이므로179)

역시 대부분 파트너십에 소득을 귀속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판결에

서 보듯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국내법에서만 파트너십을 외국

178) 대전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755 판결

179) CVC 아시아 LP는 최종 투자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펀드 홈페이

지에서 전체적인 거주지국 및 투자비율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경근, “조

세조약 적용기준에 따라 분석한 외국계 투자펀드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

의 문제점”, 「세무와 회계연구」제2권 제2호, 2013,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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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아 이에 소득을 직접 귀속시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OECD의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가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 LP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는 전

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CVC 아시아 LP의 설립지 및 파트

너들의 거주지인 영국 및 미국에서 파트너십이 아닌 파트너에 대한 과세

를 하고, 우리나라 역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트너들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파트너들 거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

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흔적은 전혀 없으므로, 대법원은 파트너십

보고서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0) 다만, 파트

너의 거주지 중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

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파트

너 거주국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를 하나 파트너십이 거주자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떠한 조세조약도 적용될 수 없어 소득의 원천지

국인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3.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흔히 ‘라살레 판결’)

가. 사실관계

180) 윤지현(각주 9),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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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판결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와 그 외 다른 지역의 투

자자들이 파트너로서 투자한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이다. ① 원고들은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룩셈부르크에 법인인 라살레 아시아 Ⅰ과 라살레 아시아 Ⅱ(이

하 ‘룩셈부르크 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② 원고들은 룩

셈부르크 법인들을 통하여 벨기에에 법인인 라살레 아시아 Ⅰ과 라살레

아시아Ⅱ(이하 ‘벨기에 법인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③ 벨기에 법인

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다음, ④ A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의 건물을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그러던 중 ⑤ 벨기에 법인

들은 이 사건 주식을 영국법인 B에게 매각하여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다.

B는, 한 · 벨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

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벨기에 법인들



- 72 -

이 취득한 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

동조사를 한 뒤, 벨기에 법인들은 실질적인 소득, 자산의 지배와 관리권

이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

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소득에 관하여는 한 · 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그 양도소득이 원고

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는 구 법인세법181) 제93조 제7호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인세 징수처분

을 하였다.

다. 우리 법원의 견해182)183)

우리나라 법원은 1심에서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한국 내

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부터 장래의 부

동산투자 수익에 관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던 점,

이 사건 주식 양도 등의 전 과정을 원고들 및 그 투자자문용역제공자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벨기에 법인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영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그 이익은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

직접 귀속되고 이들은 영국법인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한 · 벨 조세

181)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2) 서울행정법원 2009. 6. 26. 선고 2008구합16889 판결

183) 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23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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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3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단순화 하면,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인 영국

은 유한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파트너들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184) 파트

너들의 거주지국은 미국으로서 대부분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소득의 원천

지국에서만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OECD의 견해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가 유한 파

트너십인 원고들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의 설립지 및 파트너들의 거주지인 영

국 및 미국에서 파트너십이 아닌 파트너에 대한 과세를 하므로, 파트너

들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파트너들 거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의 거

주지 중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한 파트

너십의 설립지국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파트너 거주

국에서는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를 하나 파트너십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어떠한 조세조약도 적용될 수 없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

리나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점은 이미 2.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한편, 파트너 중 영국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 영 조세조약’이라 한다)’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

184)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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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의해 영

국에서만 과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우리나라는 과세가 불가능할

것이다.

4.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CJCGV 판결’)

가. 사실관계

[그림 4. 판결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영화관의 설립 및 운영, 영화 상영 · 수출입 ·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법인이다. ① 케이만 군도에 소

재하는 A 유한 파트너십, 미국에 소재하는 B LLC 영국소재 C PLC 는

공동투자 형식으로 룩셈부르크 법인 D를 설립 한 다음, ② D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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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법인 E를 설립하였다. ③ E는 호주법인인 F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④ 원고는 주주인 E

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쟁점 조세조약’이라 한

다)제10조에 따라 위 배당금 지급액에 10%의 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

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그 후, ⑤

E는 이 사건 주식을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쟁점 조세조약 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들어 주식양도차익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E는 한국 내 조

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로서 쟁점 조세조

약의 적용 대상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A 유한 파트너십 등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A

등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법원의 견해185)186)

우리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E는 정상적인 목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라 A 유한 파

트너십 등이 원고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

185)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186)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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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

당금 등 위 투자와 관련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그 거래자금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A 유한 파트너십 등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A 유한 파트너십은 미국, 영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하나의 펀드로 만든 다음 투자수단으로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

여 이를 통하여 투자대상 기업인 원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처

분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D를 설립하고, 다시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해온 점, A

유한 파트너십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

속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A 유한 파트너십이 법인격 없는 조

합(partnership) 형태를 취하면서 등록지만 케이만 아일랜드로 하였을 뿐

제3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 케이만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 유한 파트너십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

후에 있는 최종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볼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A 유한 파트너십이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

개의 권리 · 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조세조약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언급하

지 않았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단순화 하면,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인 케이

만군도는 영국령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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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주지국이 영국, 미국으로써 대부분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만 파트너십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OECD의 견해에 의하면, 위 1. 내지 3.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파트너들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파트너들 거주국과 우리나

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고, 파트너

의 거주지 중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를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어떠한 조세조약도 적용될 수 없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는 아무

런 제약 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5. 한 · 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와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동원 판결’)

가. 사실관계

[그림 5. 판결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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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인 A와 미국에 설립된 유한 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B는

각각 66.7%와 33.3%의 비율로 공동 출자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인 C를

설립하였고, ② C와 우리나라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 D의 경영진은

공동 출자하여 벨기에 법인 E를 설립하였다. ③ E는 F회사 등으로부터

D가 발행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한 후, ④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여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다. 원고는 양도인인

E가 벨기에 법인이기에 한 · 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

득에 대하여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된 규정을 근거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비과세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 ·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E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한 · 벨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인하고 궁극

적인 투자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하여 원천징수 누락분을 경정함’이라는

조사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할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E와 위 법인의 88.75% 지분을 갖고

있는 룩셈부르크 법인인 C가 한 · 벨 조세조약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A 및 B187)의 출자자들이

187) 위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출자자들은 미국법인과 홍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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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피고는 이를 전제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

가(케이만군도, 홍콩)의 거주자인 A와 B의 출자자들에게 귀속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법원의 견해

1) 1심법원의 견해188)

1심법원은, 대체로 지금까지의 판결들에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이유

로, 벨기에 법인인 E(또는 그와 함께 설립된 룩셈부르크 법인인 C)는 오

로지 한 · 벨 조세조약을 적용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E가 아니라 A 및 B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과세권 여부와 과세방법 등이 문제될 뿐이라고 하였다.

이 중 A에 관하여는, A가 유한파트너십으로서 법인세과세대상인지 여

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내의 개별 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의 취급을 세무 당국이 일일

이 확인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어렵다.

②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이유

로 국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결국 외국의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188)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09구합3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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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살펴 그것이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를 따져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법리 하에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

인세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다음의 점

들을 들고 있다.

① A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

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ener)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

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따라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 민법

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④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1심 법원은 B가 그 설립지인 미국의 세제상 법인이 아닌 파트

너십으로 분류되고, 미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파트너에게 각 파트너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이 부과되므로, B의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판시하였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론적으로 A의 거주지인 케

이만군도 및 B주주들의 거주지인 홍콩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

어 있지 아니하므로 A 및 B 주주들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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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법원의 견해189)

한편, 고등법원은 A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

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B의 법적 성질에 관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시 우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

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모든 사원들이 각자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 · 운용하면서 회사경영

에 참여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서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다수의 투자

거래를 수행하였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B 설립 국가인 미국의 사법상 법인으로 취급된다.

③ 2012. 4. 15. 시행된 상법은 유한책임회사를 회사의 한 유형으로 인

정하고 있다.

④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종합할 때, B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

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⑤ 미국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혜택

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B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으나, 이러한

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을 이유로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

가 좌우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B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과세를 선택

189)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11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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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상 그 상위단계 주주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므

로, B를 도관회사가 아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 하더라도 B의

구성원 중 홍콩 거주자 지분에 해당하는 60%가 과세대상인 사실은 변함

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소득이

귀속되는 B가 미국 세법에서는 독립된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한 · 미 조세조약의 거주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전제된 듯

하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OECD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OECD의

입장에 따를 때 LLC의 설립지국인 미국의 소득귀속 원칙에 따라 소득을

홍콩의 파트너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근

거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세법상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리 법인세

법상 외국법인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② B를 도관회사가 아니라 법적 실체를 갖춘 회사로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면 그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이지 그 구성원 또는 주주를 납세의무자로 파악할 것

은 아니다.

이는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역시 국내 세법의 소득 귀속에

관한 법원칙을 우선시키고, 그 밖에 OECD가 제안하는 것과 같은 다른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A와 B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이 사

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A와 B로 본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



- 83 -

였다.

그러나, B가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B에 귀속

된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 · 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①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b)호 (i)목은 미국법인190), (ii)목은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

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

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

는 범위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그 문언과 체계

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

과 관련된 규정이다.

③ 또한,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투과과세 단체

(Fiscally Transparent Entity)’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 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거주자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이 미국

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단체에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별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는 비록 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세법상 투과과세 단체로서 조합과 그 취급이 같으므로, 위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⑤ 한 · 미 조세조약의 체결목적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이다.

⑥ 그러므로, 위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190) 한 · 미 조세조약 영문본에 의하면 ‘미국법인’이란 ‘A United States

corporation’을 의미한다.



- 84 -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

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

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

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

⑦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어떠한 단

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었음에도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

는 경우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만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미국의 거주

자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⑧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 등을 심리하여 B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한 · 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B에 귀속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거주자성에 관한 검토191)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91) 이 검토 방식은 윤지현(각주 91), pp. 714-717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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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상의 주소】192)

(1)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b)“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미국법인

(ii)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

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그런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Check-the-box rule’제

도를 시행하고 있어 유한 파트너십을 일률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

로, 미국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은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의

미국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유한 파트너십이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본문 해당 여부

192) 한 · 미 조세조약 영문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Article 3【 FISCAL DOMICILE】

(1) In this Convention:

(b) The term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eans:

(i) A United States corporation; and

(ii) Any other person (except a corporation or any entity treated under

United States law as a corporation) 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its tax, but in the case of a person acting as a partner

orfiduciary only to the extent that the income derived by such person

issubject to United States tax as the income of a resi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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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은 법인이나 유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거주자(resident)’라

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한 파트너십이 한 · 미 조세조약 제

3조 (1)(b)(ii)본문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되는지 여부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193)

2)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단서 해당 여부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단서는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

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야 한다고 하여 유한 파트너십 파트너의 거주자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문언만으로는 파트너가 한 · 미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가 된다는 것인지, 유한 파트너십이 거주자가 된다는 것인지 여부가 분

명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

즉,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단서는 ① 조세조약의 문언 그대

로 파트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파트너의 소득으로 보고, 파트너를

한 · 미 조세조약의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 ② 한 · 미 조세

조약 체결 당시 미국 과세당국에 의해 작성된 ‘기술적 설명(technical

explanation)’을 고려하여 미국 국내법에서 파트너들에게 관련 소득을 귀

속시켜 과세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 자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의 거주

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194)

193) 윤지현(각주 91), p. 714

194) 윤지현(각주 91), pp. 71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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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조세조약은 그 체결과정에서 각 국의 주무 부처의 논의 및 국회의 동

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조세조약을 해석함

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 · 미 조세조약 체결 당시

미국 과세당국에 의해 작성된 ‘기술적 설명(technical explanation)’을 고

려하여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1)(b)(ii)단서를 해석하는 것이 조세조약

체결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판결은 일

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파트너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 · 미 조세조약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파트너에 따른 조세조약 적

용여부를 구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

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단순화 하면, 유한 파트너십의 설립지국인 케이

만 군도는 유한 파트너십 자체가 아닌 파트너들에 대해 과세하고 있

고,195) 파트너들의 거주지국은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소득의 원천지국은

우리나라로서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앞에

서 살펴본 다른 사안들과 유사하므로, 위 사실관계에 OECD의 견해를

적용한 결과 역시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을 것이다. 즉 이 경우 OECD

의 견해에 의하면, 위 1. 내지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트너들을 소득

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파트너들 거주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

195) 박정수, 앞의 책,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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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고, 파트너의 거주지 중 파트너

십에 대한 과세를 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어떠한 조세조약도

적용될 수 없어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약 없이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한 · 미 조세조약의 적용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제3장 제4절에서 검토한 바 있지만, 한·

미 조세조약 체결 당시 두 나라의 의도를 고려하여 한 · 미 조세조약 제

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의미를 해석하면, 파트너들이 미국의 거주

자로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십을 미국의 거주

자로 취급한다고 이해한다면, 대법원과 같이 파트너십 자체를 소득의 귀

속자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성이 높

아질 수 있다.196)

6. 한 · 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와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가. 사실관계

[그림 6. 판결의 사실관계]

196) 윤지현(각주 91), pp. 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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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일의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인 TMW는 독일의 유한

회사(GmbH)인 TMW Hansol을 설립하여 그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

였다197). ② 한편 TMW Hansol은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인 타이거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이하 ‘타이거 유한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였다. ③ 타이거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A빌딩을

매수한 후 TMW Hansol에 A 빌딩의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

한 소득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 · 독 조세조약’이라 한다)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의 견해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TMW로 보아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TMW

Hansol을 설립한 이상 조세조약 편승의 배제를 정한 한 · 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타이거

유한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

197) 독일의 인적회사로는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합자회사

(Kommandit gesellschaft), 조합(GbR), 익명조합(Stille Gesellschaft)이 있

고, 물적회사로는 유한회사(GmbH), 주식회사(AG), 주식회사형 합자회사

(Kommandit gesellschaft aut Aktien)가 있다(김유찬, 이유향, 주요국의 조

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2009, p. 208). 또한 파생된 형태로

는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가 존재하는데, 이는 유한회사가 인적

회사인 합자회사의 파트너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무한책임을 지는 파

트너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인적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파트너십 과세의 적

용을 받는 회사형태이다(김유찬, 이유향, 앞의 책,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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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출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법원의 견해

1) 고등법원의 견해198)

고등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그 명의자인 TMW

Hansol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① TMW Hansol은 독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유한

회사로서 타이거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나 자금 대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하는 등 TMW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에 해당한다.

② TMW Hansol은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일부를 일본에 있는 부동산

에 직접 재투자하기도 하였다.

③ TMW Hansol은 TMW나 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

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

④ TMW가 아시아 각국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한회사를 통

해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투자전략을 수립한 것은 금융 및 투자자산

처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투자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완충하는 등의 적정한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등법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TMW

Hansol은 독일법인으로서, 독일 세법에 따를 때, 법인세 및 영업세 납세

의무가 있어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

198) 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8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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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견해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달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볼 때, TMW Hansol이 아닌 TMW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

자라고 판시하였다.

① 우선, TMW Hansol은 TMW가 투자를 위하여 아시아 각국에 설

립한 독일의 유한회사의 하나로서 오로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의 취

득, 임대,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점이

있는 독일에서는 어떠한 영업활동이 없었다.

② 또한, TMW Hansol은 TMW와 소재지, 연락처, 임원이 동일하며

독립된 인적 구성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TMW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투자를 하였고, TMW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투자행위를 하였다.

③ 나아가, TMW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적회사로서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다.

한편, 대법원은 TMW에게 귀속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한·독 조세

조약 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TMW는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199) TMW에 귀속되는 소

득에 관하여는 그 구성원이 직접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99) TMW는 독일의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고 주소와 같은 장

소적 관련성을 이유로 하는 포괄적 납세의무라고 볼 수 없는 영업세법

(Gewerbesteuergesetz)에 따른 영업세 납세의무만을 부담한다.



- 92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해 조세조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단체의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조약상 독일거주자로 볼 수 있다

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그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

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

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TMW가 독일 세법에서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한 · 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

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라. 거주자성에 대한 검토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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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

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 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TMW가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 TMW가 독일에서 어

떻게 과세되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유한 합자회사에 대한 과세방식

독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제1조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

세주체이며 조세채무자는 자연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200), 자본회사

(Kapitalgesellschaft)201)외의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합명회사

(Offene Handelsgesellschaft)나 합자회사(Kommandit gesellschaft)

와 같은 인적회사는 법인세법 제1조와 제2조에 망라적으로 열거된 법인

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202) 따라서 이들 회사에서 얻어진 소득은 파트

너에게 분할하여 귀속시켜서 소득세 혹은 법인세(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로 과세된다.203) 유한합자회사인 TMW의 경우 위 법인세법 에 열거된

200) Einkommensteuergesetz § 1

201) 여기에는 EU형 회사(Europaeische Gesellschaften), 주식회사(AG), 주식회

사형 합자회사 (Kommandit gesellschaft aut Aktien), 유한회사(GmbH)가

해당된다.

202) 김유찬, “독일의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거래

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8-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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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파트너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유한합자회사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한합자회사인 TMW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독일의 법에 따라 독일 안

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이어야 할 것이다.

가) 유한합자회사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상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 독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라호는 “‘인’이라 함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마호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

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204)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TMW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corporation)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독일의 경우 합명회사(Offene

203) 김유찬, 앞의 글, p. 173

204) 한·독 조세조약은 우리말 본, 영어본, 독일어본으로 작성되었으나, 위 조세

조약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어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d) the term ‘person’ comprises an individual and a company;

(e)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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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elsgesellschaft)와 합자회사(Kommandit gesellschaft)에 무제

한의 법인격이 주어지지는 않으나 스스로의 법인격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고, 계약 및 소송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법인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205)

그러므로 유한합자회사인 TMW를 한 · 독 조세조약상의 ‘인’으로 보

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유한

합자회사인 TMW가 ‘납세의무가 있는 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 유한합자회사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상 ‘납세의무가 있는 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독일의 세법에 의하면 유한합자회사 TMW는 TMW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TMW 자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TMW의 파트너

들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언뜻 보기에 유한합자회사 TMW는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납세의무가 있는 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합자회사인 TMW

는 독일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

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

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그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 · 독

205) 김유찬, 이유향, 앞의 책, p. 210



- 96 -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는 한 · 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한 · 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

면 투과과세 단체 즉, 유한합자회사 TMW 자체가 독일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은 투과과세 단체가 그 국가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서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하여, 한 · 독 조약문언

의 범위를 넘는 판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위와 같이 한 ·

독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하는 판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다시 판결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다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판결과의 비교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판결은 한 · 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

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

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

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위 단서가 규정한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중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이란 미국 세법상 조합원 등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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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미

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

한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그 구성원이 위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

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조세조약상 독일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

라에서 얻은 소득 중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한 · 독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은 한 · 미 조세조약과 한 · 독 조세조약에서 ‘거주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그 단체가 얻은

소득에 관하여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는 그 단체를

그 나라의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에서는 단체의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

하는 범위에서 단체가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판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한·독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문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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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대법원의 조세조약 해석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세조약해석 방식

조세조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조세조약의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엄격해석 방법과, 조세조약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206) 두 가지 해석방식 중 어떠한 해석

방식을 사용하여 조약을 해석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예전부터 계속해

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다.207)

위의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은 조세조약의 취지와 목

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목적과

입법취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①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ⅰ) 이중과세 방지, (ⅱ) 조세회피 방지, (ⅲ)

체약국 간의 과세권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208) 따라서 대법원

206) 이창희(각주 20), pp. 104-105

207) 이창희(각주 20) pp. 107는 엄격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대립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세조약의 해석은 글귀가 가지는 말 뜻의

한계 안에서 입법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

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8) Robert Couzin, 앞의 책,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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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6. 선고 2013두7711판결 사안에서 한 · 독 조세조약을 적용하

여 위와 같은 조세조약 체결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

토해보도록 하겠다.

【한 · 독 조세조약】

제10조【배당】 [2002.10.31]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

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

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

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만일,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면 원고는 TMW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TMW는 유

한합자회사로서(GmbH & Co. KG) 독일에서 투과과세 되므로 원고가

TMW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TMW의 투자자들이 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TMW가 한 · 독 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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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W를 한 · 독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원

고의 원천징수 세율은 5% 또는 1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한 · 독 조세조약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의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중 하나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외국단체의 분류에 관한 법원의 견해와의 일관성

대법원은 독일의 유한 합자회사를 우리 법상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고 하여 유한 합자회사의 파트너들이 아닌 유한 합자회사에 배당소득이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유한 파

트너십 자체가 ‘납세의무를 지는(liable to tax)’으로 보아 조세조약 적용

이 가능하다고 보면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 · 독 조세조약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단체 자체가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국가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단체가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한 · 미 조세조약과 한 · 독 조세조약이이 ‘거주자’에 대해 다르게 규정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 파트너십 및 유한합자회사의 조세조약 적

용에 있어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는 외국 단체를 분류함에 있어 그 단체의 사법상 성질을 고려하는

대법원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립지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 단체

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 추정된다. 다만,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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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고, 조세조약의 문구가 다름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외국 단체의 조세조약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판결 이

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마.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검토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단순화 하면, 유한합자회사의 설립지국인 독일

은 유한합자회사 자체가 아닌 파트너들에 대해 과세하고 있고,209) 파트

너들의 거주지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이며, 소득의 원천지국

은 우리나라로서 파트너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사안들과 유사하며, 따라서

이에 관하여 OECD의 견해를 적용한 결과 역시 같을 것이다. 즉 유한합

자회사의 각 파트너들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독 조세조약, 대

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각각 적용

될 것이다.

7. 검토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들은 해외투자자들이 다단계의 투자펀드

구조를 거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투자펀드가 소득의 실질귀

속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외국 단체에 대

209) 박정수, 앞의 책,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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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법 적용 시 우선 해당 단체가 우리나라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210) 국가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타당성과 정치성을 갖춘 판

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 기준과 충

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중과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 4 절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외국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

십의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그 유한 파트너십 자

체를 법인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한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펀드가 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또는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유한 파트너십에 법

인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다.211) 그러

나 대법원의 견해에 의할 때, 제2절의 전제사실 1.의 경우 조세조약을 적

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212) 즉, 대법원이 OECD와 다른 견

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름으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는 ‘과세의 비대칭성’,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해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과연 대법원이 OECD의 견해

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

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0) 이경근, 앞의 글, p. 20

211) 이경근, 앞의 글, p. 40

212) 윤지현(각주 9),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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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받은 국내 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을 기초로 관련 쟁점들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우선, ‘외국단체의 분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유한 파트너십

을 포함하여 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얻은 소득이 단체자체에 귀

속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체의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외국)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그 외국단체가) 우리나라의

사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의 단체의 법인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견해는 외국단체를 분류하는 독자적인 견

해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에 의할

때, 동일한 단체를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르게 과세함으로 인하여 ‘과세

의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조세조약의 회피’, 또는 ‘조세조

약의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OECD는 최근 ‘혼성 비대칭 거

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하여,

‘과세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단체 분류에

관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OECD의 다른 회원

국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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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한 파트너십에 조세조약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이 그 조세조약의 당

사국 중 어느 하나에 원천을 둔 것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소득이 ‘거주

지국’의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위 ‘거주지국’의 거주

자여야 한다. 그런데, ‘귀속’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후, 외국 유한 파트너

십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유

한 파트너십에 고유한 ‘사업목적’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한 파트너십의 투

자자를 알기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한편,

유한 파트너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할지라도, 조세조약이 적

용되기 위해서는 유한 파트너십이 거주지국의 거주자여야 할 것이고, 여

기서 거주자의 의미는 전 세계 소득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해석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유

한 파트너십은 조세조약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 · 미 조세조약과 한 · 독 조세조약에서 조세조약상 거주자

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트너십의 거주자가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그 거주지국의 거주

자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판시를 하였다. 이는 조세조약의 문언을 넘어

선 해석을 한 것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다. 우선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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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OECD는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에서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단체에 대해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OECD는 납세지국의 과세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논리적인

필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의 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

들을 쟁점 별로 살펴보고, 각 판결의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OECD의

기본원칙에 따를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일 조세조약적용

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한 파트너십 자체를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고

있으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파트너가 거주자로서 그

거주지국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파트너십을 거주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바, 유한 파트너십

의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들을 기다려 이에 대한 대

법원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OECD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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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axation of Domestic 

Source Income Received by Foreign 

Limited Partnerships 

-Focusing on the Tax Treaty-

Jo, Sang-mi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a series of recent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internal withholding taxation received by foreign limited 

partnerships, this study discussed the pertinent points of the related 

issues(specifically focusing on the tax treaty).

  First, the study discussed the classification of foreign entities. The 

classification of foreign entities is critical to determine whether the income 

earned by an organization, under the definition of the foreign law including 

limited partnerships, is deemed vested in the organization itself or el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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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issue of the 

attribution of income. Regarding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seems to 

classify a foreign entity as a corporation consistently on the basis of 

“whether the foreign entity can be regarded as the separate principal body 

of the reverted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is independent from the 

member of the entity on the domestic judicature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the country’s statute that established the entity and with the real contents 

of the entity.”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can be said to have the 

meaning as an original view of classifying the foreign entities. However if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is applies, the phenomenon of ‘asymmetry 

of taxation’ may be caused as many countries impose different taxation on 

the same organization, and this in turn can bring about the problem of 

‘evasion of the tax treaty’ or ‘abuse of the tax treaty.’ On the other hand, 

recently OECD has said to direct its effort to reducing the side effect that 

can arise from ‘the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our country is a member of OECD, a question is pos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could maintain its groun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foreign 

entities despite the possibility of ‘asymmetry of taxation,’ and if it can do so, 

it is to prepare for the logical reasoning to persuade other members of OEC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requirements to apply the tax treaty to 

limited  partnerships. In order to apply the tax treaty ① the income should 

have its source on one of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e tax treaty, ② such 

income should ‘attribute to’ the taxpayer of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③ the taxpayer should be a resident of the above ‘country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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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ince concerning that the subject of ‘attribution’ the tax law of 

our country applie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Afterwards, this study looked over the 

applicability of substantial attribution of the income to a foreign limited 

partnership.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the limited partnership is the 

one that takes the substantial attribution of the income because the limited 

partnership has a proper ‘purpose of an enterprise,’ and this seems to be an 

inevitable result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reality where it is hard to 

identify the investors in said limited partnerships. But although the limited 

partnership is the one that takes the substantial attribution of the income, 

the limited partnership should be a resident of the country of residence in 

order to apply the tax treaty, and here the meaning of a resident shall be 

construed as the bearers of tax payment duties on the world wide income. 

Hence there is room to regard the limited partnership that does not bear the 

duty of tax payment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s a non-resident on the 

taxa treat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decides identically that the 

limited partnership can be considered as a resident of the country of 

residence under the bounds for the resident of the limited partnership to 

bear the inclusive tax payment dut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even though 

the Unites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and the 

Germany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 prescribe ‘a resident’ 

on the tax treaty in a different way. This is an exposition beyond the terms 

of the tax treaty, and the Supreme Court is to expound the reason for this 

ex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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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ly, this study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o the limited 

partnership in detail. First, it examined the basic principle of OECD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o the limited partnership along with the 

criticism of it. OECD presents the basic principle that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o the entities that pay their taxes differently in 

two or three countries, the taxation policy of the country of the tax 

payment should be abided by.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s the 

uniform worldwide standard of exposition for the whole world, but regarding 

this there is such criticism that it is not equipped with the required logical 

necessity. Next, it inspected the recent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internal withholding taxation at the source on the 

foreign limited partnership by issue, and examined the applicability whether 

the tax treaty can be applied to in case the basic principle of OECD is 

abided by under the relation of identical facts of each judicial decision, and 

if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in which the tax treaty is 

applicable, was examined. Since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decides that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treaty, the limited partnership can be 

considered as a resident of the country of residence under the bounds for 

the limited partnership as the resident to bear the inclusive tax payment 

duty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the tax treaty can be applied to the 

limited partnership even though it considers said limited partnership itself as 

the principal body of the reverted income, it will be necessary to organi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issue while waiting for its 

judicial decisions hereafter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o the 

limited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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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discussions will be needed as to whether it is 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accept the view of OECD along with the applicability of 

the necessity to settle this issue legally.

keywords : Foreign Limited Partnership, OECD Model Treaty, Tax Treaty, 

Entity Classification, Resident, BEPS Project

Student Number : 2013-2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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